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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드론 사업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연안조사측량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지적측량업 등록

지사 등록(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회사연혁

(주)첨단공간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측량 분야에서 기술의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Geosystem사와 2005년부터 소프트웨어를 공동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항공측량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개발 및 향상에 전념하는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항공촬영업을 등록하여 항공측량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항공측량, 항공사진도화, 

지적측량/재조사사업, 지하시설물(GIS)측량, 수치지도제작, 측지/일반측량, 엔지니어링사업, 연안조사측량

등 측량 전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열린 

생각으로 모든 측량분야에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당사는 기술연구소를 통한 항공촬영, 수치지도, 영상도화, 측지측량, 영상처리분야에 총 1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측량관련 기술개발에 또한 항상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항상 낮은 자세에서 기술 개발과 적극

적인 투자를 통한 고품질의 성과물,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혼을 담은 미래형 기업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주)첨단공간정보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로 업계의 최고가 

되어 “새로운 비전과 가치창조”를 이루어내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황 희 령

CEO 인사말

항공사진촬영
측지·지하시설물

지적측량
수치도화

공간정보

D/B구축

 엔지니어링 

설계측량

연안조사측량

수로측량
해외사업

2012   

 

2011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측지측량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영상처리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도화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제작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도제작업 등록(국토지리정보원)

(주)첨단공간정보 범인설립 및 회사명 변경

명진항업주식회사 법인설립 및 회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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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촬영

항공사진촬영은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취득하여 지형도 제작, 정사 영상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첨단기술입니다.

항공기에 GPS/ INS를 탑재하여 높은 신뢰도와 공간적 위치정보를 포함한 고해상도 영상뿐만 아니라 응용

범위가 무한한 수치적 데이터를 획득 처리함으로써 각종 축척의 지도제작, 지질, 지적, 교통, 군사적 이용, 

도시계획, 토목 설계 등 국토활용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토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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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항공사진

▲ 항공디지털카메라(ADS80)-SH82

▲ UCXP camera

장수군 항공사진 ▶

▲ 항공기 Piper chey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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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지하시설물·지적측량

측지측량

지구 표면 및 존재하는 모든 대상물의 기하학적 위치를 결정하여 거리·각·방향·위치·표고·면적·체적 

등의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수집하고 축척하기 위한 기술로써 당사는 통합기준점, 국가수준점, 시설측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측량

상수·하수·전력·가스·난방·통신·송유관과 같은 7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 및 측량하는 것으로 실시간 

시설물 측량, GIS DB구축, 시스템D/B로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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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토지를 토지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담당 

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각 필지의 경계 또는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 현황측량, 지적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적측량 

▲ 측지측량 : 수준측량

▲ 지하시설물 측량 ▲ 지하시설물 측량

▲ 측치측량 : 시공측량

▲ 측치측량 : GPS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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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도화

지도제작에 필요한 지형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진상에 찍혀있는 지형을 

지도상의 점과 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치사진측량시스템 Data를 사용하여 

사진을 Digital map으로 전환하여 그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첨단 광학장비인 도화기를 사용하게 되고, 당사는 고도의 숙련된 인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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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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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D/B구축

공간정보는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이 공간정보를 GIS 즉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광범위한 활용분야로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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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DB구축

▲ 구조화 작업

▲ 1/5000 수치지도



12   www.chumdan21.co.kr

엔지니어링 설계측량

▲ 갑천-유동천 지방하천

▲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사는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협력하여 수자원, 상하수도, 도로, 

철도 등 엔지니어링사업의 측량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연구개발한 측량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측량보다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며 고품질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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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조사측량·수로측량

▲ 멀티빔(MBES)

▲ 음향측심기▲ 지층 탐사 흐름도

▲ 지층 탐사기

해저면의 수심 및 지형을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측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3차원 이미지 및 해저지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각종 항만공사 설계 및 항로 유지 

준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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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 공간정보 Cloud 환경 GIS 솔루션-GeoViewer system(Nobel사) 공동개발, 

   한국지사(독점판매)

● 공간정보 수치사진측량시스템(DELTA), Scaner, Aerial Digital Camera 독점판매

● 항공촬영, 수치지도제작, 공간정보 DB구축, 영상처리, 기준점 체계구축(평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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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몽골 도화기 DPS<<Delta>>판매 및 현지기관 관계자 트레이닝 및 

울란바토르 시내 지형도제작 수행

Project
Mongdl Urban Planning GIS Training Center건립에 따른 

도화기공급 / 현지교육 및 지형도제작

2012. 11

우즈베키스탄 도화기 DPS<<Delta>> 판매 및 

현지기관 관계자 트레이닝 (주관 : KOICA)

Project

Uzbekistan Urban Planning GIS Training Center 건립에 따른 

도화기 공급 및 현지교육

2014. 05
한국 - World Bank - 크로아티아 공동워크숍 

자문위원으로 참석 (주관 : KISA)

Projet

크로아티아, 벨라루스의 현지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공강정보를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방안 논의 및 컨설팅역할 수행

2017. 05. 23 
노벨사와 에이전트 협약 

2017. 06. 28 - 30 
Geospatial information workshop in Eurasia 

참석 (주관 : 국토정보지리원) 

3rd Eurasian SDI Conference & Road Show

Co-Development with “Nobel System”(Located in CA,USA)
: Geo-Viewer System[Cloud-based Utility GIS solution Construction

Korea-WB-Croatia & Belarus Joint Workshop as Advisor Represen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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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2015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용역

·산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재정비)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제주시 서귀포시 2차)

·국도 59호선 정선 남면- 정선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000 수치지형도제작(대구광역시, 김천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군포시, 용인시)

·김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신 갈마로 지중화공사 기초자료 조사용역

·2016년 북극지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2016년 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저탄장 탄 재고량 조사 입적측량

·2016년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설계용역

·무주군 공공기준점(삼각점, 수준점)측량용역 (2지구)

·청송군 LPG배관망 인허가용 설계도면 작성 용역 중 

   항공사진측량

·2016광주광역시 상수도GIS 정확도 개선사업 용역

·가평군 군단위 LPG배관망 측량 설계 용역 

·하남3지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국가기본도 수정 2차 경남지구

·국가기본도 수정 논산지구

·전남지역 물 복지 확대사업 송수시설공사 GIS DIB구축용역

·농업진흥지역 추가 고시도면 파일제작 및 인쇄용역

주요실적

2014

2015

·나주시 산포하수처리구역 GIS D/B구축용역

·대구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조사측량용역

·국도59호선 정선 남면-정선 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차)

·국가기준점(삼각점 전주444)이설측량용역

·1/1,000수치지형도 수정(전주시)

·국가기본도수정(태백지구)

·청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용역(산동권역)에 

   따른 공공측량

·국가기준점(1등수준점평택25-01-00)이설측량

·순천소하천 조사측량용역

·경주지구 기본도수정-사진기준점측량

·청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측량용역

·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및 

·지형도면고시용역 중 구조물도 조사용역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현풍간 확장공사 

  실시설계 측량용역

·고양시 도로/하수 GIS-DB구축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전남지구)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오산시)

·달천 하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평창군 대관령면 상수도 GIS DB 구축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여주시, 원주시)

·금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하수관로 GIS구축 건)

2015

2016

2017


